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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스마트 주문 모바일 앱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N=23

답 변
마이페이지(포인트, 쿠폰) 11명(47.82%)

메뉴의 가시화 (메뉴추천) 5명(21.73%)

쥬크박스(음악선택) 4명(17.39%)

차임벨 2명(8.69%)

메세지 1명(4.34%)

1. 서 론 

스마트 주문 솔루션(Smart Order Solution)은 매장의 POS 시스

템(Point of Sale System)과 사용자의 스마트폰 주문이 통합되

어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주문 시스템이다[1]. 사용자는 이를 

통해 기다림 없이 편리한 주문과 결제, 호출, 전화번호 자동 

포인트 적립, 가격 할인, 이벤트 혜택 등을 얻을 수 있고, 매

장은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인 주문과 결제 등 시

간 절약에 따른 타 생산성 증대, 원활한 영업 회전에 따른 매

출의 증대, 신제품과 브랜드의 상시 홍보 및 스마트한 매장 

인테리어, 타겟 마케팅 활용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2]. 특히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모바일 비

즈니스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3]. NFC란 전자태그(RFID)의 

일종으로, NFC 칩에 탑재된 스마트 폰과 다른 기기를 약 

10cm 이내 거리에 가까이 두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접촉식 

기술이다[4]. 스마트 폰의 NFC 기능과 후불식 교통카드 기능

을 활용하여 모바일 쇼핑 결제 시 본인의 스마트 폰 뒷면에 

카드를 직접 접촉해야하는 2채널 인증방식을 사용하면 공인인

증서나 별도의 인증방법 없이 결제 완료가 가능하여 기존의 

결제 방식과는 달리 카드 정보와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스마트 폰의 분실과 해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결제가 가능

하여 이러한 NFC를 활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주

문 솔루션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이미 상용화 되고 있는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의 사례를 조사하

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니즈를 

알아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한다.

2. 사전 조사

스마트 주문 솔루션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함에 

앞서 사전조사로써 먼저 이미 상용화 되고 있는 관련 애플리

케이션들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관련 애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사용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NFC 기능을 탑재한 스

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두 개를 선정하여 이를 비교 분석해 보

았다. 이 애플리케이션들의 기능과 장, 단점은 [표 1]과 같다. 

이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써 UI가 간편하지 않고 유용한 정보 제공이 부

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관련 애플리케이션 사례 조사 결과 분석

[표 2] 설문 조사 결과 

설문 대상은 총 23명의 대학원생들로 구성하였으며, 방법은 

오프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결과는 [표 2] 참고). 스마트 

주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무

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11명(47.82%)의 응답자가 마

이페이지(포인트, 쿠폰)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

들이 경제적인 부분과 직접 관련되는 포인트와 쿠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5명

(21.73%)의 응답자가 메뉴의 가시화(메뉴 추천)라고 답변하였

는데 이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추천 메뉴에 대한 신뢰도가 높

고 이에 의존하거나 많이 참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

째로 많은 4명(17.39%)의 응답자가 쥬크박스(음악선택)라고 답

변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음식점에서 직접 선택한 

노래를 들으며 식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기능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의 기타 의견으로는 2명(8.69%)



응답자가 차임벨 기능이 있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답변하였

고, 종업원과의 메시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1명(4.34%)

의 응답자도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애플리케이

션을 제작함에 있어 메인 기능으로 마이 페이지(포인트, 쿠

폰), 메뉴 선택(메뉴 추천), 장바구니, 차임벨, 메시지, 쥬크박

스(음악선택)를 중심으로 전체 구조를 설계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UI를 구성하기 

위해 원하는 기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시나리오 

사전 조사를 반영하여 만든 사용자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손님이 가게에 입장하여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 폰을 테이블의 

NFC에 태그하면 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주문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손님은 음식 메뉴를 고르면서 음식 추천 메뉴가 

상단에 위치해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게 된다. 고른 음식을 장

바구니에 담아 바로 주문할 수 있고, 주문 음식에 대한 결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와 결제 후에 나온 음식과 준비 

중인 음식 정보가 구분되어 제공된다. 차임벨을 누르면 현재 

대기 순번과 예상 대기 시간을 알 수도 있다. 간단한 의사 표

현을 위한 종업원과의 채팅도 가능하고 매장 내의 음악 재생 

정보 및 음악 선곡 또한 가능하다. 로그인을 통해 마이 페이

지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정보와 누적된 포인트 서

비스, 그리고 고객 추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각종 서비스들은 NFC

를 활용한 태그만으로 바로 구동이 되며 UI의 직관성과 접근

성을 살려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설명 

없이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4. 애플리케이션 제작

본 연구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함에 있어서 Server 개발 환경

은 Visual Studio(2010), MYSQL(5.1.39), Apache(2.2.14), 

PHP(5.2.12), Client 개발 환경은 Eclipse Indigo, Android 4.03, 

ADT 4.03이다.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은 [그림 1]과 

같다. 

[ 1] 구현한 애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본 애플리케이션이 사례 조사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중점을 둔 사항은 주문의 전산화를 통해 종업원을 부르지 

않고 주문이 가능하다는 것, 사용자의 주문 패턴을 활용한 다

양한 메뉴 추천 기능, 그리고 쥬크박스를 탑재하여 음식점에

서 사용자가 듣고 싶은 음악을 선곡하여 들을 수 있게 하였다

는 점이다. 또한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가 기능 

회원제, 카운터에 문의할 수 있는 차임벨, 채팅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최소한의 선택으로 

원하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이미 상용화 되어있는 NFC 기능이 탑재된 다양한 

스마트 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보안하여 사용자

가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사전조사로써 사례 분석과 설문조사를 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 애플리

케이션을 실제로 제작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사례 분석과 설

문 조사를 통하여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자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함으로써 스크롤이 필요 없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난 애플리

케이션 디자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용성 평

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더 발전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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